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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내 해외 화장품 미용 박람회 일정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월 JAN

2월 FEB

3월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7월 JUL

8월 AUG

9월 SEP

10월 OCT

11월 NOV

12월 DEC

JANUARY
1.18-20
2017 모스크바 춘계 화장품 박람회

1.18-19
패키징 오프 퍼퓸 코스메틱&디자인

1.21-23
페이스&바디 스파 컨퍼런스&
엑스포

1.23-25
2017 코스메 도쿄&테크 박람회 

1.23-28
ACI 미팅&인더스트리 컨벤션

1.28-30
2017 미국 롱비치 미용 박람회

FEBRUARY
2.6-07
2017 프로페셔널 뷰티 두바이 

2.6-07
2017 뷰티 월드 재팬 후쿠오카

2.09-11
2017 상트 페테르부르크 미용전

2.15-17
2017 동경 나노 바이오 엑스포

2.15-18
2017 독일 국제 천연화장품 전시회

2.22-22
2017 싱가포르 뷰티 아시아

2.21-23
2017 광저우 PCHi

2.26-27
2017 영국 런던 프로페셔널 미용 박람회

MARCH

3.2-3
2107 HPCi 인도

3.2-5
2017 서울 국제 소싱페어 코엑스

3.08-10
2017 CPHi 이스탄불 

3.09-11
제46회 중국 광동 미용 화장
품 전시회(춘계) 

3.12-14
2017 IECSC 뉴욕 국제 미
용&스파 전시회 

3.16-17
2017 일본 드럭스토어쇼

3.18-19
2017 더 메이크업쇼 올랜도

3.17-20 (3.16-19)
2017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 전시회 (코스모팩)

3.22-24
CPHI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2017

3.23-24
2017 뷰티 포럼 슬로바키아

3.25-26
2017 멜버른 미용&헤어 박람회

3.25-27
2017 IECSC 시카고 국제 미
용&스파 전시회 

3.25-27
2017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 의료 전시회

3.27-29
2017 두바이 피부미용 전문 박람회

3.27-30
2017 말레시아 뷰티 프로페셔널 

APRIL

4.1-3
2017 코스모뷰티 바르셀로나

4.2-3
2017 내추럴 & 오가닉 프러
덕트 유럽

4.4-6
2017 인-코스메틱스 런던

4.11-13
제5회 인도 유아 아동 임산부
용품 박람회

4.14-16
2017 제28회 베이징 국제 미
용 화장품 박람회 (춘계)

4.18-21
2017 COPHEX 제약 화장품 기술전

4.18-21
2017 CI KOREA 국제 화장품 
원료기술전

4.17-19
제30회 중국 베이징 미용 인
화장품 박람회 (춘계)

4.18-20
2017 코스모뷰티 베트남 화
장품 미용 박람회 

4.19-21
2017 제37회 중국 성도 미용 
박람회 (춘계)

4.20-22
2017 제6회 중국 상하이 푸
동 홈웨어 전시회

4.20-22
모스코바 인터참 프로페셔널 2017

4.21-22
2017 인터뷰티 프라하

4.21-24
2017 브라질 국제 미용 전시회 

4.27-29
2017 서울 국제 화장품 미용 
산업 박람회

4.27-29
2017 서울 국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박람회 

4.27-29
2017 방콕 아시안 뷰티 박람회

MAY

5.5-7
제2회 중국 충칭 미용 박람회 (예정)

5.7-8
뉴욕 메이크업 쇼 NYC

5.9-11
2017 비타푸드 유럽 스위스 제네바 

5.14-16
두바이 뷰티월드 미들 이스트 2017

5.15-17
2017 도쿄 뷰티월드 재팬

5.15-18
중국 상하이 헬스 산업 서미트 2017

5.17-20
2017 SIB 뷰티 러시아 노보
시비르스크

5.19-21
2017 뷰티쇼 크라스노다르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5.23-23
브라질 상파울로 페이스 코스
메틱 2017

5.23-25
2017 제22회 중국 상하이 미
용 박람회 (상하이 CBE)

5.31-02
2017 일본 요코하마 CITE 재팬

JUNE
6.8-10
2017 코스모뷰티 미얀마 화
장품 미용 박람회 

6.11-14
2017 베트남 베이비&키즈 페어

6.10-12
호주 시드니 헤어 엑스포 2017

6.13-15
2017 미국 뉴욕 HBA 미용용품 박람회

6.15-17
2017 얼터네이티브 프레그런
스&뷰티 파리 미용 박람회

6.15-17
K-뷰티 엑스포 베트남

◀ 2017 내추럴 & 오가닉 
프러덕트 유럽 ▶

◀ 뉴델리 뷰티&
스파 엑스포 인도 2017 ▶

◀ 2017 프로페셔널 
뷰티 요하네스버그 ▶

◀ 2017 미국 LA  
메이크업쇼 ▶ ◀

2017 뷰티포럼 
헝가리 부다페스트 ▶

◀ 2017 인-코스메틱스 
라틴아메리카 ▶

◀ 2017 인-코스메틱스 
노스아메리카

▶ ◀ 2017 인터뷰티
프라하 (예정)

▶◀ 2017 코스모뷰티 인도네시아 
화장품 미용 박람회

▶

◀ 2017 싱가포르 
비타푸드 아시아 ▶

◀ 2017 CMEH 중국 상하이 의료기기 박람회 ▶

◀ 2017 제47회 중국 광동 추계 국제 미용 박람회 (예정)▶

2017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태국 방콕 (BITEC) ▶

2017 IFSCC 컨퍼런스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 2017 도쿄 다이어트 & 뷰티 페어 아시아 (예정)▶

◀ 2017 사나 유럽 유기농&천연 제품 전시회 이탈리아 (예정) ▶

◀ 제4회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 ▶

◀ 2017 북미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 ▶

◀자카르타 뷰티 프로페셔널 인도네시아 2017▶

◀ 2017 제31회 중국 베이징 국제 미용 화장품 박람회 (추계)▶
◀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

◀ 2017 베트남 베이비&키즈 페어 ▶ ◀ 제주 천연 화장품 & 뷰티 박람회(예정) ▶ ◀ 2017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OEM ODM관) ▶

◀ 2017 바이오 타이완 ▶

◀ 제46회 중국 광동 미용 화장품 전시회(춘계) ▶

◀ 2017 CPHi 이스탄불 ▶
◀2017 IECSC 뉴욕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

◀ 2017 상트 페테르부르크 미용전 ▶

◀ 2017 서울 국제 소싱페어 코엑스 ▶

◀ 2017 코스모뷰티 바르셀로나 ▶
◀ 2017 인-코스메틱스 런던 ▶

◀ 제2회 중국 충칭 미용 박람회 (예정) ▶
◀ 2017 비타푸드 유럽 스위스 제네바 ▶

◀   두바이 뷰티월드 미들 이스트 2017 ▶

◀ 뉴욕 메이크업 쇼 NYC ▶

◀ 제5회 인도 유아 아동 임산부용품 박람회 ▶

◀ 2017 코스모뷰티 미얀마 화장품 미용 박람회 ▶

◀ 호주 시드니 헤어 엑스포 2017 ▶

◀ 2017 베트남 베이비&키즈 페어 ▶

◀ 2017 미국 뉴욕 HBA 미용용품 박람회 ▶

2017 일본 요코하마 
CITE 재팬 ▶

◀ 2017 프로페셔널 뷰티 두바이▶

◀2017 뷰티 월드 재팬 후쿠오카▶

◀ 2107 HPCi 인도 ▶

◀2017 두바이 국제 추계 종합 박람회-화장품 미용관 (예정) ▶

  www. fragrancejournalkorea. com

자료제공
코이코 / 해피콜

◀2017 캄보디아 프놈펜 뷰티커넥트 ▶

◀ 2017 말레이시아 코스모뷰티 아시아 화장품 미용 박람회 ▶
◀ 2017 대만 국제 바이오 박람회 ▶

◀2017 인도 뉴델리 화장품 제조산업전▶

◀ 2017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완제품관) ▶

◀ 제16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 박람회 2017 ▶ ◀ 2017 CPHI 코리아 ▶

◀ 2017 오스트리아 트렌드 오브 뷰티▶ ◀ 2017 뷰티 아제르바이잔 바쿠 ▶

◀ 2017 동경 나노 바이오 엑스포 ▶

◀ 2017 독일 국제 천연화장품 전시회 ▶

◀페이스&바디 스파 컨퍼런스&엑스포▶ ◀ 2017 코스메 도쿄&테크 박람회 ▶ ◀ 2017 미국 롱비치 미용 박람회 ▶
◀패키징 오프 퍼퓸 코스메틱&디자인▶

◀ 2017 모스크바 춘계 화장품 박람회 ▶

◀ ACI 미팅&인더스트리 컨벤션 ▶

◀
2017 런던 프로페셔널 

뷰티 미용 박람회 ▶
◀

2017 싱가포르 
뷰티 아시아 ▶

◀ 2017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 전시회 (코스모팩) ▶

◀ 2017 일본 드럭스토어쇼 ▶ ◀ 2017 뷰티 포럼 슬로바키아▶

◀2017 멜버른 미용&헤어 박람회▶

◀ 2017 더 메이크업쇼 올랜도▶
◀ CPHI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2017 ▶

◀ 중국 상하이 헬스 산업 서미트 2017 ▶

◀ 2017 SIB 뷰티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
◀ 2017 도쿄 뷰티월드 재팬 ▶

◀ 2017 IECSC 시카고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 ▶
◀2017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 의료 전시회▶

◀ 2017 두바이 피부미용 전문 박람회 ▶

◀ 2017 말레시아 뷰티 프로페셔널 ▶

◀ 2017 광저우 PCHi ▶

◀제30회 중국 베이징 미용 화장품 박람회 (춘계)▶ ◀ 2017 브라질 국제 미용 전시회 ▶

◀ 2017 서울 국제 화장품 미용 산업 박람회 ▶
◀2017 서울 국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박람회▶
◀ 2017 방콕 아시안 뷰티 박람회 ▶

◀ 2017 코스모뷰티 베트남 화장품 미용 박람회 ▶◀ 2017 제6회 중국 상하이 푸동 홈웨어 전시회 /
 모스코바 인터참 프로페셔널 2017 ▶

◀2017 COPHEX 제약 화장품 기술전 / 2017 CI KOREA 국제 화장품 원료기술전▶

◀ 2017 뷰티쇼 크라스노다르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

◀ 브라질 상파울로 FCE 코스메틱 2017 ▶

◀ 2017 제22회 중국 상하이 미용 박람회 (상하이 CBE)▶
◀

2017 일본 
요코하마 
CITE 재팬

◀ 2017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코엑스 ▶ ◀ 2017 IECSC 라스베가스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 ▶ ◀ 2017 바이오 타이완

◀ 2017 독일 뮌헨 화장품 산업 박람회▶ ◀ 2017 제26회 중국 광저우 
국제 건강산업 박람회(예정)◀2017 프로페셔널 뷰티 인도 델리▶

◀ 2017 인터뷰티 프라하 ▶

◀2017 얼터네이티브 프레그런스&
뷰티 파리 미용 박람회 ▶

◀2017 제37회 중국 성도 미용 박람회 (춘계)▶

◀ 2017 파리 OMC 헤어월드▶

◀2017 프로페셔널 뷰티 인도 뭄바이▶
◀2017 인터참 우크라이나 국제 화장품 미용 박람회▶

◀ 2017 비욘드뷰티 아세안 방콕 ▶

◀ 2017 38회 성도 미용 박람회 (추계) ▶ ◀ 2017 IFSCC 컨퍼런스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

◀CPHI 월드와이드 독일 프랑크프로트 ▶ ◀ 2017 IFSCC 컨퍼런스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

◀2017 뷰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2017 IECSC 플로리다 (예정)

2017 에스테티월드 이탈리아 밀라노 박람회 (예정)▶

◀ 2017 제31회 
뷰티포럼 뮌헨 ▶

◀ 2017 인도 뭄바이  
코스모테크 엑스포 ▶

◀2017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태국 방콕 (BITEC)

◀ 2017 코스메티카 
베르린 독일 ▶ ◀ 2017 엑스포 뷰티 예레반 아르메니아 (예정) ▶◀ 2017 코스모뷰티 카자흐스탄 알마티 (예정) ▶

6.20-22
2017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코엑스

6.21-22
2017 독일 뮌헨 화장품 산업 박람회 

6.24-26
2017 IECSC 라스베가스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 

6.26-27
2017 프로페셔널 뷰티 인도 델리

6.28-7.2
2017 바이오 타이완

6.29-7.1 
2017 제26회 중국 광저우  
국제 건강산업 박람회(예정)

JULY
7.1-2
2017 바이오 타이완

7.3-4
뉴델리 뷰티&스파 엑스포 인도 2017

7.8-11
2017 CMEH 중국 상하이  
의료기기 박람회 

7.9-11
2017 북미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

7.17-20
2017 말레이시아 코스모뷰티 

아시아 화장품 미용 박람회

7.19~20
2017 인도 뉴델리 화장품 제
조산업전

7.23-26
2017 대만 국제 바이오 박람회 

AUGUST
8.12-14
자카르타 뷰티 프로페셔널 
인도네시아 2017

8.17-19
제16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 
박람회 2017

8.22-24
2017 CPHI 코리아

8.25~28
K-뷰티 엑스포 타이완

SEPTEMBER
9.3-4
2017 프로페셔널 뷰티 요하네스버그 

9.4–6
2017 제47회 중국 광동 추계 
국제 미용 박람회 (예정)

9.5-6
2017 싱가포르 비타푸드 아시아

9.7-9
2017 도쿄 다이어트 & 뷰티 
페어 아시아 (예정)

9.9-12 
2017 사나 유럽 유기농&천연 
제품 전시회 이탈리아 (예정)

9.12-16 
제4회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

9.15-17
2017 캄보디아 프놈펜 뷰티커넥트

9.17-18
2017 파리 OMC 헤어월드

9.18-19
2017 프로페셔널 뷰티 인도 
뭄바이

9.20-22
2017 인터참 우크라이나 국
제 화장품 미용 박람회

9.21-23
2017 비욘드뷰티 아세안 방콕

9.21-23
K-뷰티 엑스포 방콕

9.23-24

2017 오스트리아 트렌드 오브 뷰티

9.28-30
2017 뷰티 아제르바이잔 바쿠 

OCTOBER
10.5-6
2017 인-코스메틱스 라틴아메리카

10.11-12
2017 인-코스메틱스 노스아메리카

10.12-14
2017 제31회 중국 베이징 국
제 미용 화장품 박람회 (추계)

10.12-14
2017 코스모뷰티 인도네시
아 화장품 미용 박람회

10.12~15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10.14-15
2017 인터뷰티 프라하 (예정)

10.20-22 
2017 38회 성도 미용 박람회 (추계)

10.23-25
2017 IFSCC 컨퍼런스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10.22-24
2017 IECSC 플로리다 (예정)

10.22-24
2017 에스테티월드 이탈리
아 밀라노 박람회 (예정)

10.24-26
CPHI 월드와이드 독일 프랑크프로트 

10.25-27
2017 뷰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10.28-29
2017 제31회 뷰티포럼 뮌헨 

10.29-11.2
2017 IFSCC 컨퍼런스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10.31-11.2
2017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태국 방콕 (BITEC)

NOVEMBER

11.04-11.5
2017 미국 LA 메이크업쇼

11.5-11.6
2017 뷰티포럼 헝가리 부다
페스트(예정) 

11.8-10
2017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태국 방콕 (BITEC)

11.10-12
제주 천연 화장품 & 뷰티 박
람회(예정)

11.14-16
2017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OEM ODM관)

11.15-17
2017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완제품관)

11.18-19
2017 코스메티카 베르린 독일 

11.23-28 
2017 코스모뷰티 카자흐스
탄 알마티 (예정)

11.26-28 
2017 엑스포 뷰티 예레반 
아르메니아 (예정)

DECEMBER
12.14-16
2017 두바이 국제 추계 종합 
박람회-화장품 미용관 (예정)

12.19-20
2017 인도 몸바이 코스모테크 
엑스포

◀ K-뷰티 엑스포 베트남 ▶

◀ K-뷰티 엑스포 타이완 ▶

◀ K-뷰티 엑스포 방콕 ▶

97FRAGRANCE JOURNAL KOREA　 2017－8FRAGRANCE JOURNAL KOREA　 2017－896


